
자료번호    A1-2004-0024

자 료 명    주드림 100호 기념특집 조사

안녕하세요?  는 써베이 & 리서치의 여론조사원 ○○○입니다. 

희 써베이 & 리서치에서는 지역신문 주드림의 의뢰를 받아 주시민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다음주 월요일자 주드림에 실릴 정입니다.  바쁘신  알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님이 말 해주시는 것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나 되는지 통계로만 사용되고, ○

○님의 개인 인 의견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 생각하시는 그 로 말 해 

주시면 됩니다. 

2004년 9월  (혹시 화번호를 물으면 062-369-2530을 가르쳐  것)

◆ 조사원은 동그라미 안의 숫자 보기만 불러주고, 호 안의 숫자 보기는 불러주지 않습니다.

※ 먼  통계처리를 해서 몇 가지만 여쭐께요.

1.  성별(물어보지 말고 체크) 1) 남 2) 여

2.  지  사시는 곳이 _____ 구 맞으시죠? (sample을 보고 확인할 것)

1) 동구 2) 서구 3) 남구 4) 북구 5) 산구

3.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만으로 어떻게 되세요? 만 ○○ 세 (만 20세～59세)

4.  ○○님 의 요즘 살림살이는 작년 이맘 때에 비해 더 좋아진 편입니까, 더 나빠진 편입니까?

① 더 좋아진 편이다 ② 비슷한 편이다

③ 더 나빠진 편이다 9) 모르겠다

5.  재 주에 사시는 것에 해 만족하세요?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④ 불만인 편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9) 모르겠다

6.  주 지하철이 개통된 지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보신  있으세요?

① 자주 이용한다

② 가끔 이용한다

③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④ 이용해 본  없다

다음 질문으로  가시오

6.1.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노선이 맞지 않아서

2) 시내버스와 연계되지 않아서

3) 시내버스보다 이용 차가 복잡해서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88) 이유없다 99) 모르겠다



7.  시내버스 요 과 노선체계, 서비스 등을 모두 고려하여 반 으로 주 시내버스에 해 어떻게 생각하

세요?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9) 모르겠다

④ 불만인 편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다음 질문으로  
가시오

7.1. 시내버스를 이용하시기에 가장 불만스러운  한가지만 말 해 주세요. 

1) 혼잡하고 불결하다

2) 배차시간과 배차간격이 부 하다

3) 승강장간의 거리가 부 하다

4) 시간을 안 지키고 결행이 많다

5) 서비스가 나쁘다(난폭운 , 불친 , 안내방송)

6) 승차권 구입이 어렵다

7) 차량 정비상태가 불량하다

8) 노선 체계가 불편하다

9) 잔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

10) 승강장에 사람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다

11) 버스노선이 부족하다

기타) 구체 으로? 

88) 이유 없다 99) 모르겠다

8.  ○○님은 제5회 주비엔날 가 언제 열리는지 알고 계세요? 언제 열리나요?  

제 5회 비엔날  : 2004. 9. 10 ~ 11. 13 (조사원은 응답자의 말을 듣고 단할 것)

1) 제 로 알고 있다(올 가을, 곧, 다음주 등) 2) 잘못 알고 있다(내년 등 엉뚱하게)

3) 모르고 있다

9.  지난 1회에서 4회까지의 비엔날 에 해서 평가를 한다면, 지 까지의 비엔날 가 성공 이었다고 보세

요? 실패했다고 보세요? 

① 성공 이었다          ② 실패했다         9) 모르겠다 

10.  이번 주비엔날  행사에 가 보실 생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9) 모르겠다

11.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주국제 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국제 화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필요하다 ➡

11.1. 국제 화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문화 술의 도시인 주에서의 화제는 경쟁력이 있다

2) 지역민들에게 화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주지역 상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4) 주 화제가 지역의 인지도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것이다.

기타)_____________________ 99)모르겠다

② 필요하지

않다
➡

11.2. 주에서 국제 화제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부산과 부천, 주 등 이미 다른 화제가 자리를 잡아 경쟁력이 없다

2) 화제를 운 할 만한 문인력과 기자재 등 비가 안되어 있다

3) 화마니아와 지역민 참여도가 낮아 유명무실하다

4) 주만의 정체성을 담지 못하는 등 따라가기 화제다

기타)_____________________ 99)모르겠다

9) 모르겠다 ➡ 다음 질문으로  가시오



12.  주문화 심도시에 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은 있다  ③ 들어본 도 없다

※ 주문화 심도시 조성계획이란, 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여 아시아문화 발 을 선도할 문화 술의 연

구․교류․교육의 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 과 지방분권을 실 하고, 문화

산업이 지역발 의 기반이 되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13.  주문화 심도시가 조성되면 주의 지역 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고 보세요?

①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④  도움이 안될 것이다 9) 모르겠다

14.  그 다면, 주문화 심도시가 조성되면 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고 보세요?

①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④  도움이 안될 것이다 9) 모르겠다

15.   박 태 주시장이 취임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님께서는 주시장의 시정운 을 반 으로 평

가한다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④ 못하는 편이다 ⑤ 매우 못하고 있다 8) 심없다 9) 모르겠다

16.  이번에는 몇몇 분야로 나 어 여쭤보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주시장의 시정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못하는 편이다, 매우 못하고 있다로 말 해 주세요.  

______________은 어떻습니까?

항목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는 

편이다

3)

보통

이다

④ 

못하는 

편이다

⑤ 

매우 

못하고 

있다

8)

심

없다

9) 

모르

겠다

16-1. 국가기 이나 기업유치

16-2. 교통정책

16-3. 주민복지

16-4. 문화 심도시사업

16-5. 서민경제

16-6. 산업 등 주의 특화사업

16-7. 국비 ( 앙정부 산) 가져오기

17.  재 주시장이 가장 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주의 안은 무엇인지 한가지만 말 해 주십시오.

1) 지역경제 활성화 2) 도청이 이후 도심활성화 방안 3) 지하철 부채 해결

4) 교통난 해소 5) 환경보존 6) 사회복지시설 확충

7) 사업 육성 8) 외부 기업 유치 9) 일자리 확충

10)문화 심도시사업 기타)_____________________ 99) 모르겠다

18.   한가지 더 말 해 주신다면요? _________________

19.  이번에는 지방의회에 해 여쭤보겠습니다.  평소 구의원의 활동에 해 얼마나 심이 있으세요?

① 매우 심이 많다 ② 어느정도 심이 있다 3) 보통이다

④ 별로 심이 없다 ⑤  심이 없다 9) 모르겠다

20.  기 의회인 구의회의 역할이 시의원과 복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의회를 없애고, 시의회를 확 하자

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에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① 구의회를 없애자 ② 구의회를 그 로 유지하자 9) 모르겠다



※ 힘드시죠?  이제 주의 몇 가지 안에 해서 조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  올 가을 주 비행장에 주한미군 미사일부 가 배치된다고 합니다.  미사일부  등 미군이 주에 추가로 

배치되는 것에 해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 8) 심없다 9) 모르겠다 

22.  주시는 어등산에 골 장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등산 골 장 건설을 찬성하는 입장

에서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어등산 골 장 건설을 반 하는 입장에서는 환경 괴와 일반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

므로 어등산 개발을 반 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어등산 골 장 건설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

요? 

① 찬성 ② 반 8) 심없다 9) 모르겠다 

23.  한, 주시에서는 서구 풍암 수지 근처 앙공원 부지에 특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숙박시설 확보를 해서는 공원을 축소하더라도 특 호텔을 짓자는 의견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해 공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님께서는 이에 해 어떻게 생각

하세요?

① 특 호텔을 짓자 ② 공원을 유지하자 8) 심없다 9) 모르겠다 

24.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어요? □□ 년

무학: 0년 졸: 6년 졸: 9년 고졸: 12년

졸: 16년(4년제), 14년( 문  2년제), 15년( 문  3년)

학원 석사: 18년(2년)  학원 박사: 21년(3년)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